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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변화 분석

- 1979년~현재 베이징 3침실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염    수

중국은 건국 초기에 주택난이 극심하여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

파트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전의 

30년간에 계속 봉쇄되어 있었고, 이 시기에서 발생한 맹목적인 정책 답습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아파트는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중국의 아파트 건설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에야 합리적인 발전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지난 40년의 발전을 통

하여 아파트는 현재 중국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주거형식이 되었다.

한편,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은 단순히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를 잘 반영하여 이를 

수용해 온 주거양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람들 생활양식의 변화를 아파트라

는 주거형식이 성공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가정하에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분

석을 통해 추출해 낼 수 있는 주거문화의 특성 및 주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징의 3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위주호 평면을 100개 

수집하여,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지표를 이용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각 공간

별의 통합도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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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아파트의 발전과정, 공

간구문론, 선행연구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3장에서는 수집된 아파트 평

면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4장에서는 베이징 아파트의 기본

적인 공간특성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평면 각 

공간별의 상대적 통합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적의 변화는 평면 공간구성과 각 공간의 통합도 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

이 주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및 주거 요구에 따라서 아파트 단위주호

의 면적도 증가하였다. 이에 거실과 식당이 서로 분리되었고, 발코니 수량이 증가

했고, 안방 부속실이 나타났다. 공간의 배치방식은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분산되

었다.

둘째, 통합거실의 생활 기능들이 분산되어 거실의 통합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식당은 제2기부터 가장 높은 통합도로 전체 평면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고유의 식사 문화가 중국 사람들의 주 생활양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중국 사람들이 볶음요리를 좋아하는 음식습관 때문에 연기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깊은 위치에 주방을 배치한다. 

넷째, 안방 통합도는 제3기까지 계속 떨어졌다. 원래 가족활동도 하였던 안방이 

점차 부부만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또한, 안방 화장실은 사적 기능으로 인해 통합

도가 낮게 나타났고, 안방과 직접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통합도의 변화가 안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발코니는 아파트 실내외환경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통합도가 

상당히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거실, 주방, 부침실에서 발코니의 출현은 해당 공간

에 부속 기능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평면 면적의 확장은 다양한 주거 요구를 만족시켰으나, 연결공간의 수량

이 증가했는데 연결 성능이 떨어진 것은 평면계획에 있어서 공간 낭비 문제가 존재



- iii -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적용한 시

계열적인 변화를 연구하였다는 점과 분석결과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의 주거건설의 발전적인 계획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중국, 아파트, 평면계획, 공간구문론

학  번 : 2018-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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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중국에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되었다. 건국 초기

에 중국은 주택난이 극심하여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아파트

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전의 30년 동안 계속 봉쇄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서 발생한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1), 인민공사화운동(人民公社化运动)2),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3) 등 맹목적인 정책 답습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아파트는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1979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여 신속한 

경제발전 시기가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에서의 아파트는 합리적인 발전의 길을 가

기 시작하고, 주택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상품화주택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개혁개방은 중국에 빠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가져왔다. 신속한 도시화 과정의 

진행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거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영기업, 사영기업, 또

한 해외산업들이 아파트 건설 분야에서의 진출도 점차 많아졌다. 지난 40년의 발전

을 통하여 아파트는 현재 중국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주거형식이 되었고, 심지어 신

농촌 건설4)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서서히 건설되고 

있다.

한편, 르페브르의 주장에 따르면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며 다시 그 내부에서 상

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끼친다(이상은, 2002). 이러한 신속한 경제

와 사회발전의 산물로서 아파트의 발전과정 곳에서 중국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급

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식을 단순히 도

1)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 공산 혁명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대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

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의 대증산 정책이다.

2) 인민공사화운동(人民公社化运动): 중국이 1958년에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대규모 집단농장이다. 농촌의 

행정과 경제 조직이 일체화된 것이다.

3) 문화 대혁명(文化大革命):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

된 극좌 사회주의운동이다. 

4) 신농촌 건설: 중국의 신농촌 건설의 내용은 도시와 농촌 및 공업과 농업의 공동발전, 농업 현대화 촉진, 농촌

개혁 심화, 농촌 공공사업 추진, 농민 수입 확대, 보조정책의 지속적 시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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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에 따른 주택 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대응하는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를 잘 반영하

여 이를 수용해 온 주거양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재필,1996).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도시화

에 따른 중국 사람들 생활양식의 변화를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 성공적으로 수용

해 왔다는 가정하에서,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분석을 통해 추출해 낼 수 있

는 주거문화의 특성, 즉 주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중국 

아파트 평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중국의 주거건설의 발전적인 계획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시간적 범위

20세기 초기에 중국에서 짧은 경제발전 시기가 있었는데, 연해 개방 도시의 발전

이 신속하고, 인구가 지속으로 증가하였다. 1920-30년대에 상하이, 톈진의 조계

(租界)5)에서 서양식 아파트([그림1-1], [그림1-2])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아파트라는 주택형식의 출현은 모든 산업화 도시와 같이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인구의 급증, 용지의 부족 등 문제로 인한 거주형식이 집합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였다. 이 시기의 아파트는 외국인과 소수 부유층을 거주대상으로 하였

고, 선진지역이나 도시로 국한되었으며, 수량도 상당히 적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아파트 발전 역사의 시작이다. 

5) 조계(租界): 외국이 중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던 조계지(租界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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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37년,홍콩대루(香港大楼), 

톈진 조계

[그림 1-2] 1937년,무근대루(茂根大楼), 

톈진 조계

(출처:http://s13.sinaimg.cn/bmiddle/001Qu

bJ4ty6RCtbOxOc2c&amp;690)

(출처: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

a/commons/6/6c/%E8%8C%82%E6%A0%B

9%E5%A4%A7%E6%A5%BC.jpg)

1930년대에 들어가서 아파트의 대량 생산이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로부터 중국 

건국까지 계속된 중국 내부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아파트 건설의 발전 역시도 정체되었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에 사회주의 공유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건립되

었다. 이에 의하여 중국은 주택의 소유권을 개인사유(私有)에서 국가공유(公有)로, 

즉, 주택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서 국가가 통일적으로 분배하여 

관리하는 복지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국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징수하여 다

시 주택건설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즉 임대료 수입으로 주택을 늘이는 정책을 실

행하였다. 주택에 대한 이러한 투자, 분배, 관리체제는 개인의 주택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서 국가 재정는 

주택의 건설,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였다.

1955년에 중국은 첫 번째 5년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서 “선 생산(先生産), 후 

생활(後生活)” 이라는 중공업(重工業)발전우선정책6)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

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주택건설에 투자가 미미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의 

6) 중공업발전 우선정책: ‘선 생산(先 生産), 후 생활(後 生活)’을 원칙으로 주택과 같은 생활부문보다 중공업 부

문의 발전을 우선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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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도 크게 떨어졌다.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거문제는 더욱 심

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건설된 아파트는 소련(蘇聯)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련

의 표준설계를 맹목적으로 도입하였는데 과도한 주택표준으로 인하여 당시 주택난

이 심각한 중국의 현황에 무리가 있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로 대약진 운동을 진행하였다. 

마오쩌둥은 《생산성 이론》을 근거하여 이 정책을 실행했으나, 농촌의 현실을 무

시하고 무리한 집단 농장화, 농촌에서의 철강 생산 등을 진행하였다. 결국은 3,000

만 명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아사자를 내고 큰 실패로 끝이 났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의 권위는 떨어졌는데, 이 권력 회복을 목적으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운동으로 약 300만 명의 공산당 당원

이 숙청되었고, 경제는 피폐해졌고 혼란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

간은 중국 주택건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맹목적인 과정으로 인하여 

중국의 아파트 건설은 크게 발전을 못 하였다.

덩샤오핑의 지도 아래에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

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제안되었고, 그 이후부터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이 시작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을 가져 

왔다.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7)를 내걸어 시장경제체제를 이행하였

다. 따라서 주택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유상품으로 전환되었

고, 부동산 개발의 주체도 국가 정부에서 서서히 민영부동산산업으로 넘어갔다. 이 

시기로부터 중국의 주택건설은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에 의하여 점차 합리적인 발

전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신속한 발전 시기를 가져 왔다.

20세기 초기로부터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정책, 경제 등 원인으로 인하

여 중국에서의 아파트는 크게 발전을 못 하였다가 개혁개방 이후에야 보편화 되었

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전의 시기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개혁개방 이후, 

즉 1979년부터 현재 2019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범위를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중국에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7) 네 개의 현대화: 공업 현대화, 농업 현대화,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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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간적 범위

중국의 국토면적은 960만km²로 매우 넓고, 인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3억 

9538만 명이다. 성 23개, 자치구 5개, 직할시(直轄市) 4개, 특별행정구 2개로 이루

어져 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국토면적 때문에 중국 각 지역의 기후환경과 자

연환경은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인구밀도와 경제발전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른 주거문화의 특성 역시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기별 분석에 있어서 분석대상을 중국 

전체지역으로 설정하기보다 하나의 지역으로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깊이 

있고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정치 중심

으로서 경제발전이 신속하고, 주택개혁 및 아파트 건설을 선도하는 도시인 수도 베

이징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3] 베이징 행정구역 현황
출처:http://mblogthumb3.phinf.naver.net/20150526_10/myomyochina_1432566135402k

UcfN_PNG/%C4%B8%C3%B3.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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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허베이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톈진시와 경계를 접한다. 베

이징은 16개 구(区)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6,410km²이고, 인구는 약 2154.2

만 명이다. 

베이징은 중국 전국시대 연(燕) 나라의 수도였으며, 최초에는 연도(燕都)라고 불

렸다. 그 이후에 요(遼), 금(金), 원(元), 명(明), 청(淸)등 나라를 거쳐서 중화민국 

초기의 수도로서 8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1928년 시(市)로 정하고 명칭도 베이

핑(北平)으로 바꾸었지만, 1937년 위(僞)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다시 베

이징으로 개칭하였다. 마지막으로 1949년 신중국은 성립되면서 베이징을 수도로 

정하였다.

현재의 베이징은 세계적인 고도이며, 중국의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 등

의 중심으로 현대화 국제도시이다.

1.2.3. 아파트 단위주호 유형 선정

중국 건국 이후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계획생육(計劃

生育)정책8)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현저하게 줄었다.

연도 1950 1990 2010 2012

평균 가구원(명/호) 5.30 3.96 3.10 3.02

[표 1-1] 중국 평균 가구원 변화

《2015년 중국가정발전보고》9)에 따르면 중국 평균 가구원10)은 20세기 50년에 

이전에 5.3명, 1990년에 3.96명, 2010년에 3.10명, 2012년까지 3.02명, 즉 중국 

건국 이후 중국 평균 가구원은 계속 감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베이징 

8)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 중국의 출산정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아제한’과 동일시되고 있다. 1950년

대 초부터 추진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한 자녀 정책’과 같은 급진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다.

9) 《2015년 중국가정발전보고》: 중국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보고서이다. (2015.05.13)

10) 가구원: 한 가구에서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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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국11)에서 실시한 베이징 평균 가구원에 대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상주

인구는 668.1만 호였고, 평균 가구원은 2.45명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생활의 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

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가구원 규모의 감소와 2006년 국가에서 내놓은 “90/70”

정책12)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위주호의 평면 면적은 다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현

재 가장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아파트 단위주호 유형은 침실 수를 3개로 계획

되어 있는 3침실형13)아파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되어있는 단위주호 유형인 3침실형 아파트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2.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1979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로부터 현재 2019년까지 중국 주거문화의 

특성, 즉, 주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대하

여 위상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을 시기별로 수집하여 공간

구문론을 기반으로 공간구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

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개혁개방 이후 주거정책에 따른 아파트의 

발전과정, 또한 공간구문론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주거정책의 발전변화

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인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공간

구문론에 관한 이론을 통해서 분석방법론을 이해하고,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

간분석에 적용할 때의 공간 정의 및 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공간구

문론을 기반으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에 대해 이미 수행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11) 베이징 통계국 홈페이지: http://tjj.beijing.gov.cn/

12) “90/70”정책: 새로 건설을 신청하거나 건설을 시작하는 주거건설 프로젝트는 건축면적이 90m² 이하인 주

거가 총 건설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13) 중국에서 “실”(室)과 “청”(廳)으로 아파트 단위평면의 규모를 정의한다. 실은 침실을 의미하고, 청은 객청

(客廳)이나 찬청(餐廳), 즉 거실이나 식당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침실 3개와 객청 1개로 구성된 아파트 단

위편면을 삼실일청(三室一廳)형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시기변화에 따라서 거실-식당 배치방식이 변화했으

므로 침실의 수를 기준으로 아파트 평면 유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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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수집된 아파트 평면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의 틀을 설정하였고, 아

파트 평면에 대한 공간 정의 기준을 정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도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베이징 아파트의 기본적인 공간특성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5장에서

는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각 공간별의 상대적 통합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의 결론에 대해 종합하였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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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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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 아파트 발전과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기별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의 주택발전 역사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을 시작하

면서 주택건축도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에 의하여 점차 합리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

가기 시작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실시한 주택정책들은 중국 아파트의 발

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순서 발전과정 시기구분 정책에 따른 주거발전

제1기 초보실천단계 1979-1987년

주택 상품화, 시장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주택개혁을 시작하여 주거 합리화 모색의 

단계가 들어갔다.

제2기 심층개혁단계 1988-1997년

주거 건설의 주체가 국가에서부터 민간업체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주방공적금 제도 등 주거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제3기 전면발전단계 1998-2006년
제3기에는 복리분방（福利分房）이 끝났고, 

부동산 시장이 전면개방 되었다.

제4기 구조조정단계 2007-2018년

도시 상품화주택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보장성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조정을 하였다.

[표 2-1] 주거정책의 변화에 따른 중국 아파트 발전과정

张东萍(2011)의 연구에 의하면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른 중국 주택 발전과정은 

[표 2-1]과 같이 초보실천단계, 심층개혁단계, 전면발전단계, 구조조정단계 네 가

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에서 중국은 주택 상품화, 시장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주택개혁을 시작하여 주거 합리화 모색의 단계가 들어갔다. 제2기에서는 주

거 건설의 주체가 국가에서부터 민간업체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주방공적금 제도(住房公积金制度)14) 등 주거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제3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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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리분방（福利分房）15)이 끝났고, 부동산 시장이 전면개방 되었다. 제4기에서

는 도시 상품화주택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보장성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거시적인 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주거의 발전과정

을 기반으로 1979년부터 1987년까지를 1기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를 2기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를 3기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를 4기로 구분하여 아

파트 평면에 대하여 시기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초보실천단계 (1979-1987년)

1980년에 덩샤오핑은 “건설 산업이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및 “도시 

거주자는 개인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주택 상업화 

및 시장화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였다. 1980년 6월, 정부는 《전국 기본건설회의 

보고개요》(《全国基本建设工作会议回报提纲》)를 통하여 중국의 주택 상품화 정

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중국의 주택개혁이 시작되었으

며, 동시에 심천과 같은 도시에서 소규모 주택개혁 실험도 수행되었다.

1980년대 초에 중국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중국 정부는 주택정책을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시장경제 발전의 배경하에서 정부는 주택정책개혁을 진행하

여 주택의 상업화 및 시장화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최초의 주택정책개혁은 중국의 재정제도(财政制度) 개혁과 결합되

었고, 주택 투자의 의사 결정권은 지방의 정부, 국영단위(单位) 및 단체기업으로 점

차 분산되었다. 주택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신축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래된 주택에 대한 구방개조（舊房改造）16)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에 투자 

부족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가 완화되었다. 거주민의 소득 제한으로 인해 이 시

기의 아파트 주택 구매자는 주로 화교와 같은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 

14) 주방 공적금 제도(住房公积金制度) : 기업과 직원이 동일 비율로 적립하여, 직원이 주택을 구입, 건축, 개축,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장기 주방공적금을 의미한다. 고용주에게 월급 이외에 주방공적금의 형태

로 일종의 “주택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복리분방(福利分房): 국가나 회사가 주택 구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후생 복지형 주택 배분 방식이다.

16) 구방개조(舊房改造）: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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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개혁단계 (1988-1997년)

1988년, 제14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여 개인 소유의 토

지 이용권을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양도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 7월, 국무원은 

《국무원에서 도시주택제도개혁의 심화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深化城镇住房

制度改革的决定》)을 발표하여, 주택정책 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 목표

는 시장경제 체제와 서로 적응되는 새로운 도시주택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공공주택판매는 다시 주택개혁의 중점이 되었다. 주택건설 비용의 부족과 

주택 조건의 낙후를 보완하기 위해 재무부와 기타 기관은 1994년 11월에 “주방동

적금 제도”(住房公积金制度)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로, 동적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동적금 제도는 선진국의 주택정책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중

국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문제만 관련되며, 주택의 분배를 돈의 분배로 변화

시켰다. 그의 본질은 직원의 임금이 주택 소비의 일부를 포함하며, 공적금을 통해 

직원에게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주방동적금 제도의 실행은 주택개혁과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주방동적금 제도는 개인이 주택 상품에 대한 구매의 의

사결정을 높였다. 1996년 제4차 국가 주택개혁 회의에서 신축주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이는 저렴한 주택이 주택정

책에서의 입지를 결정하였고,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에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

었다.

(3) 전면발전단계 (1998-2006년)

1998년 7월에 국무원은 《도시주택제도 개혁의 심화 및 주택건설의 가속화에 

관한 공지》(《关于进一步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加快住房建设的通知》)를 발표하

여 주택의 분배를 완전히 중지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택공급체계는 시장화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주택정책 개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또한, 

2003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급속한 발전단계에 들어갔다. 2003년 8월 국

무원은 《부동산 시장이 지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지》를 공포하

여 부동산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 산업이 되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모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중국의 부동산 시



제 2 장. 이론적 고찰

15

장은 전면개방 되었다. 

(4) 구조조정단계 (2007-2018년)

부동산 시장의 고속 발전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했고, 주택 공급

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국가는 “90/70”정책 등을 통해

서 부동산 산업에 거시적인 규제 및 통제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8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제안》(《国务院关于解决城市低收入家庭住房困难的若干建议》)을 통과시켰

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주택 규제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는 

시장에 대한 규제에서 보장에 대한 규제로 전환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

가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야 하며, 주택 공급에서 시장과 

정부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는 고소득층이 저렴한 주택을 구매

하는 것을 다소 억제하였다.

2.2.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 변화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이후에 경제특구(經濟特區), 연해개방도시

(沿海開放都市), 신구(新區) 등 대외적인 경제활동의 이행과 함께, 도시 및 기업개

혁, 농촌 및 농업개혁, 치리정돈(治理整頓)과 개혁의 심화, 시장경제 목표의 확립과 

시장건설의 전면적인 전개, WTO의 가입과 국제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의 경

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79년 개혁개방정책 실행 이후에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중국식 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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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환과정은 성공한 체제 전환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중국 개혁개방 이후 GDP 변화(출처:국가통계국)

경제적 지표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변화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중국국가통계국에서 2018년에 발표한 《개혁개방 40년 경제사

회발전성과 보고서》(《改革开放40年经济社会发展成就系列报告》)를 따르면, 개혁

개방을 선언한 1978년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679억 위안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증가하여 1986년에 1만억 위안, 1991년에 2만억 위안, 2000

년에 10만억 위안, 2006년에 20 만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2017년에 80만억 위안

의 새로운 역사적 수준에 도달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827,122억 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33.5배 증가했고, 1인당 GDP는 22.8배가 늘

[그림 2-2] 중국 개혁개방 이후 국민소비수준 변화(출처: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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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5%에 이른다. 연평

균 환율로 계산할 경우 2017년 중국의 GDP 총량은 12조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1978년 중국 GDP

의 세계 경제 비중이 1.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개혁개방 40년 동안 8배가 넘

는 성장세를 보인 것이고, 특히 세계 경제발전 속도가 완만하던 시기에도 중국경제

가 초고속으로 성장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민국의 생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涛) 

전(前) 국가주석은 2005년 5월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포춘(Fortune) 세계 

500대 기업 국제포럼」개막 연설에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종합적인 국

력이 현저히 강화되었고, 국민의 생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창

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국민의 소득수준이 계속 높아지

고 있다. 1978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71위안에 불과했는데, 2009년에 1만 위

안을 넘어 10,977위안에 도달했으며, 2014년에는 2만 위안을 넘어 20,167위안에 

이르렀으며 현재 3만 위안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78년에 비해 22.8 배가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8.5%였다. 따라서, 

국민의 소비수준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017년 중국 국민 1인당 소비지출은 

18,322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18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 7.8%였다. 국

민의 소비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小康社會)17)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7

년 중국의 엥겔계수18)는 29.3%로 1978년에 비해 34.6%를 감소하였다. 개혁개방 

추진 이후 중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 단계”에서 “의식주

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단계”로 변모하였으며, 생활 수

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熊燕(2010)에 의하면, 생활의 개선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거실, 주방, 화장실 면적의 부족, 수납공간의 

17) 소강사회(小康社會): 중국이 국가 발전 목표로 제시한, 보통 사람도 부유하게 사는 이상 사회. 1979년에 덩

샤오핑(鄧小平)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여,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소득 8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2년에 장쩌민

(江澤民)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6,000달러에 이르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18) 엥겔계수: 총 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엥겔계수 = (식료품비 ÷ 총 지출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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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사람들 일상생활에서는 불편이 많이 

존재하였다. 그 이후로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의 상승에 따라서 집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가전의 사용 때문에 

주택 내부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예를 들면, 냉장고를 배치하기 위해 주방 

면적을 늘려야 하고, 세탁기를 배치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발코니의 면적이 증가해

야 한다.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취침, 식사,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능

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손님 접대, 가족 모임, 오락, 교육과 학습 등 다양

한 활동도 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 공간의 

면적을 증가시키고, 안방화장실, 드레스룸, 다수의 발코니 등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

다. 이에 주택의 면적을 계속 늘어났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도시 및 농

촌 거주자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각각 1978년에 비해 30.2㎡ 및 38.6㎡를 증가

하였다. 

2.3. 공간구문론의 이론적 고찰

2.3.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은 1984년 영국 런던대학 건축학부 교수인 빌 힐리어와 줄리엔 핸슨

(Bill Hillier & Julienne Hanso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공간을 정량적적으로 기술

하는 분석방법론이다. 빌 힐리어와 줄리엔 핸슨은 건축물의 공간구조나 도시의 발

생적 형태가 어떻게 특정한 형상(Configuration)을 취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한다. 건축공간에서의 질서화는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질서화에 대한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건물의 본질과 형태에 개입한다고 말한다. 즉, 건축

공간의 기능이나 장식적 요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공간 자체 혹은 공간의 배열을 

통해 공간적 질서 및 관계를 발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의 배열은 사람들

의 움직임과 생활이 서로 만나고 교차하거나 분리되는 방법론적 이야기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배치를 노드와 에지의 그래프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며, 깊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래프구조에서 위상학적 중심을 지표화하는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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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간구문론은 그래프 이론에 의해 건축 및 도시공간을 노드(Node)와 에지

(Edge)의 그래프로 형상화하고, 그래프에서의 각 노드의 수치를 이론에 따라 정량

화 하며 공간의 연결관계에 따른 깊이를 기반으로 연결도(connectivity), 통합도

(integration), 통제도(control value), 명료도(intellgibility)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한다.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분석은 공간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기하학적 형태나 속성보다는 위상

학적 관계성에 대하여 분석하며 공간을 노드로 이동을 에지로 표현함으로서 인간

과 공간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건축연구에 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연구도 가능하게 하였다.

2.3.2. 분석지표

공간의 정량화를 위해서 건물내부 공간을 여러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도식화

하였다. 하지만 건축공간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불

규칙한 공간의 조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J-Graph로 표현하기 위해 평면

을 각각의 공간으로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힐리어는 볼록공간(Convex 

Space)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J-Graph는 어느 하나의 공간에서 연결된 다

른 볼록공간들과 선택할 수 있는 동선들, 즉 각각의 경우마다 다음 공간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할 동선의 수를 나타낸다. 기준이 되는 공간에서 목표점이 되는 공간

으로 가는 동안 통과하는 동선의 수를 그 공간의 ‘깊이(Depth)’라고하고, 이렇게 구

해진 공간들이 깊이의 평균값을 ‘평균적이 깊이(Mean Depth)’ 라고 정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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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
  아파트 단위세대평면의

Convex Map

아파트 단위세대평면의 

J-Graph

[표 2-2] 단위평면, Convex map, J-Graph의 도식화 과정 (출처: 이상은, 2002)

공간구문론에서 공간들 간의 위상학적 관계성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통합도

(Integration)를 사용하였다. 통합도는 단위공간에서 다른 단위공간까지의 연결관

계의 평균적인 깊이(Mean Depth)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어떤 공간의 통합도

값이 높다는 것은 나머지 공간들로의 연결관계의 평균적인 깊이가 얕고, 따라서 해

당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재필

(1996)의 연구를 보면 아파트 단위세대의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거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실이 가족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많

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합도의 계산법은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한 노드로의 접근 

가능한 평균 깊이를 구하고, 건물의 규모와 실의 개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평균 깊이를 보정하여 0에서 1사이 값인 상대적 공간심도(Relative 

Asymmetry)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이 보정치의 값은 여전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값의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래프의 개념을 

도입하여 RRA(Real Relative Asymmetry)값을 구하고 표현의 객관성을 위하여 

RRA의 역수를 취하여 통합도로 표시한다.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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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름 함수 비고

평균깊이

(Mean Depth)

한 기준영역이 다른 모든 영역

에 대해 갖는 깊이의 평균

RA

(Relative Symmetry)

평균 깊이를 0과 1사이의 값으

로 표준화한 것

RRA

(Real Relative

Symmetry)

서로 다른 공간의 값을 비교하

기 위해 RA를 Dn(다이아몬드

그래프의 루트가 되는 노드의

RA값)으로 나눈 것

통합도

(Integration)

RRA값이 작을수록 중앙성이 

높은 반대되는 의미를 보정하기

위해 RAA를 역수 취한 것

[표 2-3] 공간구문론의 통합도 산출과정

(출처: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pp. 59~60)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리해보면, 통합도 값이 큰 공간은 전체 공간에서 위계

가 높고 중심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공간 사용자에게 접근이 용

이하며 점유하기 쉽다. 반면 통합도 값이 작은 공간은 다른 공간과 동떨어져 공간

의 사용자들의 접근이 불리함을 의미한다.

2.3.3. 공간의 정의

공간구문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축선도(Axial Map)와 볼록공간(Convex Map)두 

가지 표현방법이 있다. 축선도는 도시규모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건

축공간과 관련해서는 내부공간의 배치를 주로 볼록공간으로 작성하여 분석한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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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x Map 작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은 기본적으로 볼록공간(Convex space)과 오목공간(Concave space)의 구분된다.

볼록공간은 (a)와 같이 영역 내 임의의 점 A에서 B로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이 영역

의 선을 거치지 않는 공간을 말하며, 이와 달리 (b)는 볼록공간이라 할 수 없다.

[표 2-4] 볼록공간(Convex)의 정의

(출처: 최윤경, 7개 키워드로 읽는 사화와 건축공간,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2003 

p19-20)

볼록공간은 공간의 단위를 일종의 폐구간으로 닫혀진 공간영역으로 정의하는 방

법이다. 각 볼록공간은 공간내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

는 공간으로서 정의된다. 혹은 모든 내각이 180도를 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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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고찰

저자 논문서지사항 키워드

김민규(2005)

한·중 집합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상해의 최근 소형 아파트 주호평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합주거, 사합원, 

삼합원

李宏楠(2005)
北方集合住宅户型空间设计研究, 大连理工大学 

硕士学位论文

북방지역, 집합주거, 

주호공간

양비(2009)

한·중 전통주택에 나타난 생활환경요인에 따른 

공동주택 단위평면 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상해, 공동주택, 

생활환경, 단위평면

홍연(2009)
한·중 아파트 평면 공간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북경, 아파트 

평면, 공간특성, 

국제화

熊燕(2010)

中国城市集合住宅类型学研究(1949~2008) 

-以北京市集合住宅类型为例, 华中科技大学 
博士学位论文

집합주거, 유형적, 

거주공간, 

翁雯霞(2012)

中国城市 “80” 至 “10” 年代 

经济适用型户型空间历史演变与设计创新, 

商场现代化

경제성， 공간, 설계

[표 2-5]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형태,

규모 등 물리적, 유형학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위상학적 연구

가 많지 않다.

아파트 평면 공간구성에 관한 중국 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李宏楠(2005), 熊

燕(2010), 등의 연구들이 있다. 李宏楠(2005)는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 단위주호 평

면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熊燕(2010)과 翁雯霞(2012)는 넓은 시간범위에서 시계

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단위주호 내부공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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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태 혹은 가구 배치형식 등 물리적인 공간특성에 관하여 분석하고 설계 가이드

라인적으로 연구하였다. 한·중 아파트에 관한 비교분석연구도 몇몇 수행되었다. 양

비(2009)의 연구에서는 한·중 전통주택에 나타나는 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

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현대 공동주택 단위평면에서 전통적인 생활 환경적 요

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고 변형되었는지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두 나라의 

현대 단위평면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각자의 특성을 비교

하고 분석하였다. 김성규(2005)와 홍연(2009)는 최근에 건설된 한·중 아파트 단위

주호 평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거문화의 특성이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에 어떻

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고, 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위상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선

행 연구들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진다.

저자 논문서지사항 키워드

최재필(1996)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시계열적 분석: 수도권 4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아파트 평면계획, 

공간구문론

최재필(1996)

한국 현대사회의 주생활양식의 변화:수도권3LDK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공간통사, 아파트 

주호평면 계획, 

주생활양식

최재필, 조형규, 

박인수, 박영섭

(2004)

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 

1966년~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평면계획, 공동주택, 

공간구문론

리강철(2007)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 

평면공간 구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간구문론, 아파트 

평면, 중국과 한국

김은실(2011)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중국집합주거의 

단위평면연구: 1979~2010 중국의 2LDK, 3LDK 

집합주거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간구문론,중국 

집합주거,단위평면, 

지역, 시기

[표 2-6]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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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을 기반으로 아파트 단위주호평면의 공간 분석에 대해서는 [표 2-5]

와 같이 다수의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다. 

최재필(1996a), 최재필(1996b)와 최재필, 조형규, 박인수, 박영섭(2004)은 주거

문화사적 관점에서 한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계획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리강철(2007)은 2003~2007년 중국과 한국의 아파트 평면을 비교, 분석하여 통

합도의 공간별 차이, 총합의 차이, 기능별 차이 등을 통해서 현관과 주방 사용에 대

한 특성과 차이를 제시하였고, “한국 아파트 내 동선의 효율이 중국보다 높다”, “한

국 아파트에서 공적인 공간들의 사용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등 양국의 

아파트 평면 특성과 주거문화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김은실(2011)은 1979~2010년 중국의 2LDK, 3LDK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계열

적과 지역별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고, 기후, 경제발전속도, 생활습관, 소비관념 등 

영향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하에 각 지역에서의 주거발전 속도나 공간배치, 사용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1979년에서 2018년까지 확대하고, 중국 전체지역이 

아닌 중국 베이징시의 3침실형 아파트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선행연

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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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석자료 수집

연구의 진행을 위해 1979년 이후 베이징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3침실 형식의 아

파트 단위주호 평면을 수집하였다. 아파트 평면자료 수집은 중국 인터넷 부동산 중

계 업체인 LianJia(链家)부동산 중계에서 편의표본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각 시

기별 평면 25개씩, 총 1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순번 연도 구역 아파트단지 명칭 면적(m²)

1 1979 서성구 西城区 차공장북리 车公庄北里 76.00

2 1980 동성구 东城区 유리정동가 琉璃井东街 68.91

3 1980 동성구 东城区 차참로6호원 车站路6号院 69.25

4 1980 풍태구 丰台区 라서원 罗西园 87.70

5 1980 조양구 朝阳区 십리보북리 十里堡北里 81.39

6 1981 해정구 海淀区 신외대가28호원 新外大街28号院 56.80

7 1981 서성구 西城区 육포항이구 六铺炕二区 62.60

8 1982 조양구 朝阳区 순원리 顺源里 69.38

9 1982 해정구 海淀区 지강남원 志强南园 75.40

10 1982 석경산구 石景山区 노산서리 老山西里 62.34

11 1983 조양구 朝阳区 좌가장북리 左家庄北里 72.22

12 1983 조양구 朝阳区 광거문외대가 广渠门外大街 67.96

13 1983 조양구 朝阳区 정안리 静安里 76.65

14 1983 서성구 西城区 삼리하일구 三里河一区 77.30

15 1984 조양구 朝阳区 쌍화원서리 双花园西里 71.70

16 1984 조양구 朝阳区 서광리 曙光里 63.94

17 1984 해정구 海淀区 동남소구 东南小区 78.70

18 1985 해정구 海淀区 류림관 柳林馆 72.00

19 1985 해정구 海淀区 조군동리 皂君东里 71.60

20 1985 서성구 西城区 색가분소구 索家坟小区 76.24

[표 3-1]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수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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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도 구역 아파트단지 명칭 면적(m²)

21 1986 동성구 东城区 십자파동리 十字坡东里 71.08

22 1986 해정구 海淀区 소영동로6호원 小营东路6号院 56.20

23 1986 해정구 海淀区 차도구10호원 车道沟10号院 77.60

24 1987 조양구 朝阳区 안정의원가속루 安贞医院家属楼 75.95

25 1987 해정구 海淀区 소자영 骚子营 68.28

26 1988 동성구 东城区 북관청호동 北官厅胡同 73.94

27 1988 조양구 朝阳区 북요지 北窑地 75.17

28 1989 동성구 东城区 안덕로을61호원 安德路乙61号院 66.65

29 1989 조양구 朝阳区 대산자남리 大山子南里 69.48

30 1990 풍태구 丰台区 태평교소구 太平桥小区 71.20

31 1990 조양구 朝阳区 화평가십일구 和平街十一区 85.09

32 1990 해정구 海淀区 차공장서로14호원 车公庄西路14号院 97.40

33 1990 서성구 西城区 요가정이항 姚家井二巷 106.58

34 1991 서성구 西城区 삼리하삼구 三里河三区 77.70

35 1992 풍태구 丰台区 동대가35호원 东大街35号院 75.49

36 1992 풍태구 丰台区 방성원이구 芳城园二区 89.40

37 1992 조양구 朝阳区 화가지소구 花家地小区 73.88

38 1993 동성구 东城区 항기중심 恒基中心 160.56

39 1994 대흥구 大兴区 빈하서리 滨河西里 97.94

40 1994 창평구 昌平区 용향동구 龙乡东区 80.30

41 1994 통주구 通州区 사해공우 四海公寓 104.85

42 1995 풍태구 丰台区 서라원남리 西罗园南里 75.65

43 1995 해정구 海淀区 은제장46호원 恩济庄46号院 117.10

44 1995 순의구 顺义区 만과성시화원 万科城市花园 108.20

45 1996 풍태구 丰台区 봉택거삼호원 丰泽居三号院 105.90

46 1996 대흥구 大兴区 욱화원일리 郁花园一里 94.70

47 1996 창평구 昌平区 룡화원 龙华园 108.24

48 1996 조양구 朝阳区 와룡소구 卧龙小区 116.06

49 1997 조양구 朝阳区 망경신성 望京新城 126.67

50 1997 문두구구 门头沟区 풍촌신원소구 冯村信园小区 97.15

51 1998 동성구 东城区 화평리육구 和平里六区 121.97

52 1998 해정구 海淀区 미려서원 美丽西园 94.40

53 1998 해정구 海淀区 부광리소구 阜光里小区 121.24

54 1999 창평구 昌平区 화룡원남리 华龙苑南里 104.08

55 1999 해정구 海淀区 금전화원 今典花园 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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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도 구역 아파트단지명칭 면적(m²)

56 2000 창평구 昌平区 천통서원이구 天通西苑二区 133.25

57 2000 해정구 海淀区 화청가원 华清嘉园 90.42

58 2000 해정구 海淀区 화원로3호원 花园路3号院 115.43

59 2001 풍태구 丰台区 이해화원부윤원 怡海花园富润园 116.50

60 2001 조양구 朝阳区 반가원동리 潘家园东里 104.73

61 2001 서성구 西城区 서련가원 瑞莲家园 115.71

62 2001 순의구 顺义区 유룡육구 裕龙六区 106.68

63 2002 조양구 朝阳区 관장서리 管庄西里 106.06

64 2002 순의구 顺义区 석원북구 石园北区 107.06

65 2003 창평구 昌平区 룡등원오구 龙腾苑五区 118.02

66 2003 조양구 朝阳区 대둔리소구 大屯里小区 110.27

67 2004 조양구 朝阳区 부력성A구 富力城A区 122.15

68 2004 서성구 西城区 악성 乐城 105.31

69 2005 조양구 朝阳区 평과사구남구 苹果社区南区 104.99

70 2005 순의구 顺义区 형항장원이구 馨港庄园二区 108.84

71 2006 풍태구 丰台区 전니와소구 前泥洼小区 126.38

72 2006 창평구 昌平区 백가성 佰嘉城 117.97

73 2006 창평구 昌平区 류성화원삼구 流星花园三区 115.18

74 2006 석경산구 石景山区 취흥원 聚兴园 115.18

75 2006 석경산구 石景山区 서산풍림삼기 西山枫林三期 127.25

76 2007 방산구 房山区 서설춘당 瑞雪春堂 118.25

77 2007 조양구 朝阳区 부력우일성 富力又一城 121.68

78 2007 해정구 海淀区 방청원 芳清园 115.29

79 2008 조양구 朝阳区 희복회 禧福汇 139.66

80 2008 석경산구 石景山区 원양산수 远洋山水 127.57

81 2009 순의구 顺义区 가화의원 佳和宜园 90.82

82 2010 대흥구 大兴区 강장로52원 康庄路52院 111.30

83 2010 통주구 通州区 융과향설란계 融科香雪兰溪 88.93

84 2011 방산구 房山区 가주수군사기 加州水郡四期 91.56

85 2011 조양구 朝阳区 동택원 东泽园 91.96

86 2011 조양구 朝阳区 화무성 华贸城 99.81

87 2012 방산구 房山区 록지신도회 绿地新都会 116.43

88 2012 방산구 房山区 파뢰우열도남구 芭蕾雨悦都南区 90.18

89 2012 조양구 朝阳区 중해성향극림 中海城香克林 100.82

90 2013 방산구 房山区 천자경정 天资璟庭 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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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도 구역 아파트단지명칭 면적(m²)

91 2013 문두구구 门头沟区 오동원서봉원 梧桐苑栖凤园 119.37

92 2014 대흥구 大兴区 중미성 众美城 98.58

93 2014 방산구 房山区 수개희열예부서향 首开熙悦睿府书香 107.93

94 2014 창평구 昌平区 수개국풍미당 首开国风美唐 96.13

95 2015 풍태구 丰台区 북경방향 北京方向 110.94

96 2015 대흥구 大兴区 자군부 紫郡府 106.53

97 2016 창평구 昌平区 용호염란산신신서구 龙湖滟澜山新宸西区 100.79

98 2017 조양구 朝阳区 수개룡호천박 首开龙湖天璞 128.58

99 2018 풍태구 丰台区 공원의부 公园懿府 127.00

100 2018 방산구 房山区 북경성건곤연만제 北京城建琨延漫缇 97.86

3.2. 분석의 틀

3.2.1. 평면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기준

수집된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부 공간배치의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분석을 하기 위하여 평면의 볼록공간 작성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거실-식당 공간

먼저 볼록공간의 작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의 비만한 큰 볼록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제2기까지는 거실과 식당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공간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거실과 식당은 하나의 볼록공간

으로 작성하고, 식당 통합도는 거실 통합도와 동일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의 증가에 의하여 거실과 식당은 서로 독립된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볼록공간 작성시 거실과 식당은 2개의 볼록공간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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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식당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제1기-1982-석경산구-노산서리-62.34 m²

제4기-2011-조양구-동택원-91.96m²

[표 3-2] 거실-식당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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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식당 공간

중국의 주방과 식당은 하나의 공간으로 배치되지 않고 두 개의 독립공간으로 인

접하거나 분산하여 배치되어 있으므로 주방과 식당은 2개의 볼록공간으로 작성하

였다.

주방-식당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제2기-1996-대흥구-욱화원일리-94.7m²

[표 3-3] 주방-식당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연결공간

수집된 평면자료에서는 현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현관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의 요소 중 가장 확연하게 다른 곳은 현관이다. 이는 좌식과 

입식 생활의 차이로서, 한국은 현관의 공간계획이 명확한 반면에 중국은 현관 공간

이 모호하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 차이를 두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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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 반면, 중국의 아파트는 단 차이 없이 그대로 들어간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진입하거나 실내화를 갈아신고 실내로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이 작은 평면에서 복도가 없는 상황이 있고, 면

적이 큰 평면에서 복도가 1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도 있다. 

이상에 따라서 현관과 다수의 복도는 동일하게 연결공간으로 정의하여 통합도의 

평균값으로 연결공간의 통합도로 정의하였다.

연결공간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제3기-2004-조양구-부력성A구-122.15m²

[표 3-4] 연결공간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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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공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자료에 따르면, 2개의 사각형 공간으로 

구성된 침실의 경우는 후반기에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침실은 볼록공간의 정의에 

의하면 2개의 볼록공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침실공간의 통합도 계

산에 있어서 2개 볼록공간 통합도의 평균값을 침실공간의 통합도로 취하였다.

침실공간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제4기-2008-석경산구-원양산수-127.57m²

[표 3-5] 침실공간에 대한 볼록공간 작성

분석을 위한 Convex Map Diagram

이상의 기준들에 따라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을 Convex Map Diagram으로 전

환하고 통합도 분석을 시행하면 [표 3-6]과 같이 각 공간의 상대적 통합도는 색으

로 나타난다. 빨간색으로 가까워질수록 통합도가 높은 반면에, 파란색으로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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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통합도가 낮다.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분석을 위한 Convex Map Diagram 예시

제4기-2008-석경산구-원양산수-127.57m²

[표 3-6]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분석을 위한 Convex Map Diagram 예시

3.2.2. 분석방법 및 도구 

통합도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베이징 아파트 단위

주호 평면의 공간특성의 개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면적의 변화, LDK 공간 구

성형식의 변화, 안방공간의 변화, 발코니의 변화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데이

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을 구체적으로 거실, 식당, 주방, 침실, 화장실, 

발코니, 연결공간, 외부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의 상대적 통합도 변화에 대해 분

석하고 해석하였다. 침실공간은 안방과 부침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화장실은 공

용화장실과 안방화장실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평면 내·외부 공간 연결관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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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기 위해 현관문 바깥의 홀이나 복도를 의미한 외부도 하나의 분석대상 공간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의 작성에 있어서 각 시기의 주

요 공간에 대해 25개 평면의 평균 통합도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은 AutoCAD로 간단히 작성하였고, 통합도 

분석을 위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공간연구실에서 공간구문론을 기반으로 

개발한 S3 Convex Analyzer v2.1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에는 

Microsoft Excel이 사용되었으며, 통계적인 검증에는 IBM SPSS Statistics가 이

용되었다. 

시기별로 상대적 통합도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및 사후검정을 진행하였다. One-way ANOVA는 각 주요 공

간 평균 통합도 값의 시기별 변화가 유의한지를 검증하는데 사용하였고, 사후검정

은 시기별 변화 중에서도 각 시기 간의 변화가 유의한지를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One-way ANOVA 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면 실선으로 표현하였고,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사후검증의 경우,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고,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면 점선의 원

으로, 그렇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유의한 변화 중에서도 p값이 0.01 이

하로 나타나는 경우는 실선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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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면적의 변화

[그림 4-1] 단위주호 분양면적 시기별 변화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제1기 25 71.487 7.352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39.612 .000

제2기 25 94.056 22.027

제3기 25 112.502 10.142

제4기 25 109.712 15.847

전체 100 96.939 22.014

[표 4-1] 단위주호 분양면적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000 .000 .912

[표 4-2] 단위주호 분양면적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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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 분양면적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4-1]을 보면 제1기부터 제3기까지는 면적이 계속 현

저하게 증가했다가 제4기에 들어가서 조금 감소했다. 전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제1기와 제2기, 제2기와 제3기의 분양면적 변화는 

ANOVA분석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신속한 경제, 사회발전이 시작하여 국민의 생활이 많이 개선

되었다. 이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2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사람

들이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

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거 

상품화, 시장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주택개혁을 시작하여 주거 

합리화 모색의 단계가 들어갔다. 이 시기에 신축과 “구방개조”는 동시에 진행하였

다. 전통적인 국영기업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건축하였고, 아파트의 수량뿐만 아니

라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90년대 들어서서 주거건설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업체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

하였고, 1998년에 복리분방 제도가 끝나고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상품화 주택시

대가 다가왔다. 또한, 1994년에 선진국의 주택정책개혁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중

국 국가 재정부는 주방공적금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 하였다. 거주자가 주택의 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은 제3기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품화주택시장의 빠른 발전 및 외래인구의 대량 유입으로 

인하여 베이징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주택가격문제는 중·하위층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90/70” 등 정책을 내놓아 

주택 현황을 조정하였다. “90/70” 정책에 의하면 새로 건설을 신청하거나 건설을 

시작하는 주거건설 프로젝트는 건축면적이 90m² 이하인 주거가 총 건설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4기의 아파트 단위주호 분양면적이 조금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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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DK 공간 구성형식의 변화

4.2.1. 거실-식당 공간구성의 변화

[표 4-3]과 같이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내 거실-식당 공간의 구성은 크게 

거실-식당 통합구성, 거실-식당 분리구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거실-

식당 통합구성은 거실과 식당이 같은 공간으로 통합되어있는 형태이며, 거실-식당 

분리구성은 거실,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각각 구분되는 형태이다.

거실-식당 공간의 구성유형

구분 공간 구성유형 사례

거실-식당 

통합구성

1980-동성구-유리정동가

-68.91m²（제1기）

1984-조양구-쌍화원서리

-71.7m²（제1기）

[표 4-3] 거실-식당 공간의 구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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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거실-식당 공간구성에 따른 평면 수량 변화

거실-식당 

분리구성

1994-통주구-사해공우

-104.85m²（제2기）

2018-풍태구-공원의부

-127m²（제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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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기에서는 아파트 평면 면적이 작으므로 

거실과 식당이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제2기로 넘어가면서 아파트 평

면의 면적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나, 공간구조로는 거실과 식당이 통합공간으로 구성

된 경우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후로 거실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식

당이 통합거실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4.2.2. 주방-식당 공간구성의 변화

표 [4-4]와 같이 중국 아파트 주방-식당 공간은 계속 주방과 식당이 각각 독립

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구성형식만 존재한다. 이는 보통 주방과 식당을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한국 아파트의 공간구성과 차이점이 있다.

주방-식당 공간의 구성유형 사례

1982-조양구-순원리

-69.38m²（제1기）

2014-창평구-수개국풍미당

-96.13m²（제4기）

[표 4-4] 주방-식당 공간의 구성유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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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LDK 공간구성유형의 변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따르면, 중국 아파트 LDK 공간의 구성은 크게 LD+K, 

L+D+K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LD+K 구성유형은 거실과 식당이 같

은 공간으로 통합되어 있고, 주방이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있는 형태이

며, L+D+K 구성유형은 거실, 식당, 주방이 실 단위 또는 각각 하나의 공간으로 배

치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처음에 건축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중국 아파트의 LDK 공간구성 방식은 

LD+K 형식만 존재하였다. 그 이후로 거실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거실과 식당이 

분리되었고, LDK 공간구성은 L+D+K 형식으로 점점 변화하고 정착되었다.

4.3. 안방공간의 변화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의 확장 및 거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안방에서는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다양한 공간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에 안방은 

공간의 구성형식에 따라서 [표 4-5]와 같이 크게 단독형 안방, 복합형 안방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독형 안방은 안방 내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직

접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이고, 복합형 안방은 안방 내에 2개 혹은 2개 이상의 공간

으로 구성되어 침실과 부속실인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공간과 함께 

구성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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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공간의 구성유형 사례

구분 공간 구성유형 사례

단독형 

안방

1992-풍태구-동대가35호원

-75.49m²（제2기）

2005-조양구-평과사구남구

-104.99m²（제3기）

복합형 

안방

2001-풍태구-이해화원부윤원

-116.5m²（제3기）

2017-조양구-수개룡호천박

-128.58m²（제4기）

[표 4-5] 안방 공간의 구성유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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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안방공간의 공간구성에 따른 평면 수량 변화

[그림 4-4] 안방 화장실 배치된 평면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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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은 안방공간의 구성유형에 따른 평면 수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

다. [그림 4-3]을 보면 복합형 안방의 평면 수량은 시기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규모가 작았던 아파트 단위

주호 평면은 면적의 중가에 따라서 안방에 대한 기능요구가 다양화되고, 안방 부속

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방 화장실의 출현이다. [그림 

4-4]과 같이 안방화장실 배치된 평면 비율의 변화를 보면, 제1기에서는 안방화장

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제2기로부터 평면 면적의 확장 및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

에 의하여 안방화장실이 배치된 평면이 점차 증가하고 일반화되었다. 특히 제4기에

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거시적으로 아파트 단

위주호 면적을 감소시켰는데, 안방화장실 개수가 오히려 계속 증가한 것을 보아 거

주자의 안방화장실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지 않았고, 부부의 전용 화장실 사용과 프

라이버시에 대한 높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5]

1986-동성구-십자파동리-71.08m²

（제1기）

[그림 4-6]

풍태구-전니와소구-126.38²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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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레스룸의 설치함으로써 안방의 수납문제를 해결하였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반기에는 옷장의 역할을 한 창고가 존재하였는데, 나중에 아파

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이 확장되면서 현재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드레스룸이 형성

되었다. (단위주호 평면 예시: [그림4-5], [그림 4-6])

4.4. 발코니의 변화

[그림 4-7]에서 나타나는 발코니 개수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제1기에서 발코니

는 거의 1개만 존재하였다. 그 이후에 평균 발코니 수량은 계속 증가한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7] 평균 발코니 개수의 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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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변화각종 발코니 개수의 시기별 변화

[그림 4-8]은 각종 발코니 개수의 시기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4-8]을 보면 제1기의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중에 침실발코니 26개, 주방발코니 1

개 있으며, 발코니는 대부분 안방에 배치하였다. 제2기에 들어가서 아파트 단위평

면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거실 발코니와 주방 발코니가 도입되었고, 안방뿐만 아니

라 다른 부침실에도 발코니를 배치하게 되었다 (단위주호 평면 예시: [그림 4-9], 

[그림 4-10], [그림 4-11] ). 이에 따라서 발코니는 기능별 요소를 갖게 되어서 

생활용 발코니와 서비스용 발코니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용 발코니는 

보통 아파트 전면의 거실과 침실에 설치하고, 세탁기를 배치하여 빨래를 널기도 하

고, 식물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여 발코니에서 여유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높은 층의 경우에는 조망도 가능하다. 서비스용 발코니는 보통 아파트 후면에 설치

하여 주방의 통풍에 대한 요구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식재료나 잡물을 넣을 수 있

는 수납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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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80-동성구-차참로6호

원-69.25m²（제1기）

[그림 4-10]

1994-대흥구-빈하서리

-97.94m²（제2기）

[그림 4-11]

2006-석경산구-취흥원-115.

18m²（제3기）

실행시간 규범명칭 면적산정방법

1982년

건축면적계산규칙

建筑面积计算规则
(1982 经基设字 58号)

봉폐형 발코니: 발코니 투영면적으로 산정

반봉폐형 발코니: 발코니 투영면적의 50%로 

산정2000년

방산측량규범

房产测量规范

(GB/T 17986-2000)

2005년

건축공정건축면적계산규범

建筑工程建筑面积计算规范

(GB/T 50353-2005)

발코니 유형에 상관없이 발코니 투영면적의 

50%로 산정

[표 4-6]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발코니 면적 산정규범

또한, [표 4-8]과 같이《건축면적계산규칙》, 《방산측량규범》, 《건축공정건

축면적계산규범》 등 규범에 따르면, 중국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단위주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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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포함되어있다.19) 한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 아파트는 설계단계에서 미리 발

코니를 확장하지 않고, 거주자가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입주한 후에 발코니를 확장

하여 거실이나 침실을 넓게 쓰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발코니 수량이 계속 증가한 추세를 보면, 중국 사람들은 발코니 공간

에 대한 선호, 즉 다양한 발코니 생활기능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4.5. 소결

1979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이 시작하면서 주거건축도 국가

의 거시적인 조정에 의하여 점차 합리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 국가에서 실시한 주거정책들은 중국 주거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특성도 변화하였는데, 본 장에서 베이

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면적, LDK 공간구성형식의 변화, 안방공간의 변화, 발

코니의 변화 등 4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거 상품화, 시장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중국 주택건설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

간업체로 서서히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면개방 되었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

량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이 제3

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90/70”정책의 실행에 따라서 제4기의 단

위주호 면적이 조금 감소하게 되었다.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의 증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특성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단

위주호 면적의 커짐에 따라서 거실과 식당이 분리되었고, LDK 공간구성은 LD+K 

19)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에 대한 정의: 

분양면적=건축면적+공용면적

건축면적=전용면적+벽체면적+발코니면적

전용면적: 거실, 식당, 침실, 주방, 화장실, 복도, 붙박이장 등 공간의 면적

벽체면적: 외벽과 공용벽체의 50% +내벽

발코니면적: 발코니 투영면적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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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서 L+D+K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거주자가 부부 전용 공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높은 요구에 따라서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안방 부속실이 점점 

나타나고 일반화되었다. 

또한, 발코니의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종류 및 기능도 다양화되었는데, 거주자가 

다양한 발코니 생활기능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변화 분석 - 1979년~현재 베이징 3침실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

54



제 5 장  공간별 통합도 변화 분석

5.1. 거실

5.2. 식당

5.3. 주방

5.4. 침실

5.5. 화장실

5.6. 발코니

5.7. 연결공간

5.8. 외부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변화 분석 - 1979년~현재 베이징 3침실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

56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각 주요공간 통합도 값의 시기별 변화 및 순위 변화에 대

한 분석결과는 [그림 5-1]과 [표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전체 공간의 통합도 

그래프를 보면, [그림 5-1]과 같이 공용공간, 안방공간, 사적공간, 서비스공간 등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1] 각 주요공간 통합도 시기별 순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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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1 거실 식당 식당 식당

2 식당 거실 연결공간 연결공간

3 연결공간 연결공간 거실 거실

4 안방 안방 안방 안방

5 침실 주방 주방 주방

6 화장실 침실 침실 침실

7 주방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8 외부 외부 외부 외부

9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안방 화장실

10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발코니

[표 5-1] 각 주요공간 통합도 시기별 순위 변화

공용공간

공용공간은 거실, 식당, 연결공간을 포함하고, 다른 공간그룹에 비해 통합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과 연결되어 전체 평면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고, 가족 활동, 식사, 손님 접대 등 다양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거실과 식당의 통합도는 제1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시기 변화에 따라서 통

합도 차이가 커졌다. 제1기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거실과 식

당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 통합되었다. 거실과 식당이 통합된 평면의 경우

에 식당의 통합도는 거실 통합도 값으로 취하였기에 거실과 식당의 통합도는 비슷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기부터는 평면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거실

과 식당이 서로 독립되고, 분리되었다. 원래 통합거실의 생활기능들이 분산되어 거

실과 식당의 통합도는 떨어졌다. 거실 통합도는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식당 통합도

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제2기로부터 계속 가장 높은 값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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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중심적인 공간이고, 식당에서 손님 접대, 

가족 구성원의 대화, 집안일, 학습과 오락활동 등 더 많은 일상생활이 진행되어 있

다. 또한, 이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식사를 중요한 행위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

는 중국인들의 생활 습성에 의해 구성된 특성으로 보인다(양비, 2009). 즉, 중국 고

유의 식사문화가 사람들의 주생활양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안방공간

안방공간의 통합도는 공용공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시기에서 계속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방 통합도의 변화를 보면, 제3기에서 안방 통합도가 현저

하게 떨어져서 사적공간 그룹으로 들어갔다. 이는 전반기에 작은 거실 면적으로 인

해 부부의 취침 외에도 가족 단란, TV 방송 시청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었던 안

방은 점점 부부만의 생활공간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적공간

사적공간 그룹은 그들의 사적인 기능으로 인해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주방은 사적공간 그룹에 속해 있다. 이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볶음 요리를 

즐겨 먹는 중국 사람의 음식습관 때문에 주방은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서 보통 상

대적으로 깊은 위상적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비스공간

서비스공간의 통합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는 실내외 환경이 서

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통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서 

발코니 외에도 부부만의 안방화장실이 포함되어있다. 안방화장실 통합도도 아주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안방화장실의 사적 기능과 상당히 깊은 위상적 위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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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거실

건국 초기에 경제 수준이 아주 뒤떨어졌던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의 생활은 상당

히 어려웠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당시의 주택건설은 거의 가장 기본적

인 거주수요만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주택 평면에는 거실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내부공간은 안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안방에 침대와 옷장 외에 

식탁과 의자 등 가구도 배치되어 있고, 가족의 단란, 식사, 손님 접대 등 활동은 보

통 거실 역할을 겸한 안방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공간배치로 인해 거주자의 생활

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5-2] 개혁개방 이전 주택 내부 상황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RBfXPnIh8qe77LNeUoe

riu0OXHHHzNAD9y6hvI2kO2gWqbYPJpWw&s; 

https://www.cbd88.cn/KindEditor/attached/image/20150413/20150413102127_4351.jpg)

그 이후에 경제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실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안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실의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하지만 제한된 단위주호 평면 면적 때문에 거실공간은 보통 채광이 잘 안 되는 

평면의 중간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거실의 면적도 작았다. 작은 거실에 식탁을 

배치하여 식사나 손님 접대 등 일상생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20세기 80년대에 들어서 개혁개방은 중국에 신속한 경제와 사회발전을 가져왔

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 내의 가구와 가전도 점점 증가하였고, 

작은 거실은 더 이상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단위주호 면

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방공간을 감소시키고, 거실 면적을 증가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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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거실 공간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재 아

파트 평면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실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림 5-3] 거실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제1기 25 2.083 .566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28.967 .000

제2기 25 1.751 .541

제3기 25 1.190 .300

제4기 25 1.070 .285

전체 100 1.524 .602

[표 5-2] 거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045 .000 .772

[표 5-3] 거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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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통합도는 시기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며, 전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그림 5-4] 제1기의 거실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TpRPSu-T_nAGxtjhx9p

TeuJQioa11i5g4ntJrfA2egMPdWexdJAQ&s; 

http://5b0988e595225.cdn.sohucs.com/images/20180118/f9d94098e8874f5fabd23b79bf3

50258.jpeg)

제1기의 거실 통합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서는 거실과 식당

이 거의 하나의 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실은 주로 사람들이 가족생활, 식

사,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거실 공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

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5] 제2기의 거실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QoTOYWoN5cWpbe_yC

xLa8YRXFn5xY6TZ1smK1mdfyqBckTSeAx&s;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RXk4IQrAOlWF_z8qUtljxOZPR

C4k65uG2ofhjKV6opkd_T5h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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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에서 거실의 통합도 값은 크게 낮아져서 전체 공간 통합도 순위에서 2위로 

떨어졌고, 다른 공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나 식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에서 제2기까지의 거실 통합도 변화는 ANOVA 분석의 사후검정에서 유의미

한 차이로 나타났다. 제2기로 넘어가면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의 현저한 증

가에 따라서 식당은 통합거실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였지만, 완전하게 독립되지 않았

다. 

[그림 5-6] 제3기의 거실
(출처:https://n.sinaimg.cn/sinacn20190712s/230/w1046h784/20190712/170c-hzuhxyn650

6830.jpg; http://villa.wwjia.com/tupian/xdzsbsktsf_zsxdktbjqs_2846265892.jpg)

제3기에 들어가서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거실 면적이 점

점 커지면서 식당이 거실에서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 시기에서의 거실 통합도

는 제2기보다 더욱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통합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로 나타났다. 제3기로부터는 거실과 식당의 분리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내 공간들의 배치도 복잡해졌다. 이에 연결공간이 많아졌고, 거실공간의 중심성이 

더욱 분산되었다. 그러므로 제3기에서 거실의 통합도 순위도 떨어져서 전체 공간에

서 통합도가 3위로 되었으며, 연결공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원래 사람들이 손님 접대, 식사 등 다양한 가족 활동을 수용해 왔던 거실이 평면 면

적의 증가에 따른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내의 각 공간의 분리로 인해 다양한 기능

들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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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제4기의 거실
(출처:https://www.baoshuanglong.com/kanyu/zb_users/upload/2019/12/201912041575440

565108877.jpg; https://home.fang.com/anli/xian_2110784_6844/)

제4기에 들어서 단위주호 평면 면적이 조금 감소했는데 통합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기능이 상대적으로 단순화한 거실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통신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시

대에 들어섰다. 거실에 있는 TV 말고도, 가족 구성원이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통

해서 TV방송 시청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핸드폰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무리

한 사용으로 인해 “퍼빙”20)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의 대화가 적어져서 스마트폰이 가족관계에 지장이 되었다. 

[그림 5-8] 스마트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출처: SOHU News)

20) 퍼빙(phubbing)：'휴대폰(phone)'과 무시한다는 뜻을 가진 '스너빙(snubb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문자메시

지를 보내면서 주변 사람과는 건성으로 눈을 맞춘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행위

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가볍고 겉돌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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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당

[그림 5-9] 식당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제1기 25 2.028 .571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2.915 .038

제2기 25 1.859 .636

제3기 25 1.573 .422

제4기 25 1.739 .599

전체 100 1.800 .579

[표 5-4] 식당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713 .281 .724

[표 5-5] 식당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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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통합도는 제3기까지 계속 떨어졌다가 제4기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간 것으

로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기와 제2기의 경우에는 평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거실과 식당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 통합되었다. 또한, 거실과 식당 통합된 

평면의 경우는 식당의 통합도 값은 거실 통합도와 같은 값으로 취하였다. 그러므로 

식당 통합도는 거실 통합도와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면 공간에

서 2위로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제2기에 들어가서 거실과 식당의 분리에 따라서 원래 통합거실의 기능이 분산되

었다. 식당 통합도와 거실 통합도와 같이 낮아졌으나, 식당 통합도는 많이 떨어지

지 않았고, 다른 공간보다 높은 통합도 값으로 나타났으며,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5-10] 1, 2기 거실 통합형 식당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

mages?q=tbn:ANd9GcQagLUT77aaqLzze2

U1LC1CCWhzBIzmfTlnS4XOgSU4JTe8oErR

gQ&s)

[그림 5-11] 3, 4기 독립형 식당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

mages?q=tbn:ANd9GcR_xmtR8uwElVBsdr

8Jvnqgm6J6XHyHe2XJGqKqMrKNbpRwqYtr

3w&s)

제2기로부터 현재까지 식당 통합도가 계속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식당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이 연결되어 전체 평면에서 제일 중심적 위치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제3기부터 거실과 식당이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고, 거실 통합도

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으나 식당의 통합도는 거실 통합도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

고, 오히려 제4기에서 거실 통합도가 떨어진 반면에 식당 통합도는 다시 올라갔다. 

이로 인해 식당 공간의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서의 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공간의 위상학적 중심성은 중국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 전통적으로 지켜온 

식사 문화가 중국 사람들의 주생활양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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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한편, 식당이 거실보다 높은 통합도를 나타내는 것은 중국의 오랜 식사문

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단위주호 면적으로 인하여 식탁을 거실에 인접

하여 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위주호 면

적이 증가하여 식당이 거실과는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후기에도 여전히 식당이 거

실보다 높은 통합도를 가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배치방식은 중국의 오랜 생활문화

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발전변화를 보면, 식당의 독립이 현대의 아파트 평면에서 일반

화되는 것은 중국 아파트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경제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

상을 반영할 수 있고, 식사를 커뮤니티의 중요한 행위로 여기는 생활방식과 관련이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식당 공간은 가족 공용공간으로서 가족의 식사 

기능뿐만 아니라 손님 접대, 가족 구성원의 대화, 휴식, 집안일, 학습과 오락활동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을 중시한 가족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부부와 자녀가 식사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식탁에 앉아서 자녀

의 공부에 지도해 주거나, 인접한 주방에서 요리나 가사 활동을 하면서 자녀와의 

대화도 유지할 수 있다. 사교를 좋아하는 가족은 거실과 연결된 식당에서 손님 접

대나 가족 모임 등 활동을 자주 진행한다.

 이상에 따라서 식당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더 많은 생활기능을 가지고 있고, 식

당에서 더 많은 가족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식당공간은 아파트 단위주호 평

면의 중심적인 공간이 되었다.

5.3. 주방

중국 건국 초기에 사람들의 거주기능은 주택건설에서 가장 우선 고려한 문제였

다. 그 시기에는 공용주방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인민공사화운동의 영향으

로 인해 주택 내에 주방을 공급하지 않고, 사람들은 공공식당에서 식사 문제를 해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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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에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단위주호의 실외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요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겨울이 되면 난로를 실내로 옮겨서 난방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주방사용상황은 70년대에서 독립적인 주방공간의 나타나기에 따라서 

개선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가서 경제의 발전과 사람들이 생활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주방은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서 완전히 독립한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주방 면적도 증가

하고,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수납장 등 주방가구와 전자레인지, 레인지후드 등 전

기가 갖추어지면서 현재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주방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림 5-12] 주방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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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5 .756 .115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960 .415

제2기 25 .795 .152

제3기 25 .771 .166

제4기 25 .819 .119

전체 100 .785 .140

[표 5-6] 주방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760 .934 .632

[표 5-7] 주방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주방 통합도는 다른 공간들의 통합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기와 기름이 많이 발생하는 볶음 요리를 즐겨 먹는 중국인의 음식습관으로 인

해 주방은 아파트 단위주호에서 독립적이고 폐쇄형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중국 주택설계규범에서는 주방이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

라서 주방의 자연통풍을 실현하기 위해 주방은 주로 외부에 면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들에 따라서 주방공간은 아파트 전체 평면에서 보통 상대적으로 깊은 위상적 위

치에 배치되어 있다.

[그림 5-12]와 같이 주방 통합도는 제2기에서 조금 증가했다가 제3기에서 조금 

감소했다가 제4기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갔다. ANOVA 분석에 따르면, 주방 통합

도 값의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를 봤을 

때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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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제1, 2기의 주방
(출처:https://jcz.cdnjm.cn/201812/19/0933064920A0A7-0880-FE93-A755-F59B143CD7

4B-1.jpg;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S988l4f8-CbLXSAzzd9Grbm7

g27NBOk2pORKJ2GH_cR_VNfjA5&s)

[그림 5-14] 제3, 4기의 주방
(출처:http://inews.gtimg.com/newsapp_match/0/7366481369/0.jpg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Qgi5KzwXUzIyqnU-V6NBsuF

dtZkwl9zR-Kd9nBl8iNaBT1kRt7DQ&s)

중국은 요리문화가 발달했으나,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에 외식문화와 

배달음식의 발전으로 인해 주방의 사용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리고 주방 환풍

기 등 배기설비의 발전에 의하여 볶음 요리의 연기에 대한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 

또한, 주로 식재료나 잡물을 넣는 용도로 쓰이는 주방 발코니가 점점 나타났다. 따

라서 주방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서의 위상적 위치는 이전보다 얕아졌으며, 통

합도는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재의 주방은 다른 실내공간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주방에서 요리 등 가사 활동을 하는 동시에 아기를 돌보기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도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방에서 출입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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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만 다른 방문과 달리 대부분 미닫이문을 채택한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기능

요구의 변화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주방 통합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5.4. 침실

[그림 5-15] 침실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침실공간의 통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인 공간의 특

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방

[그림 5-15]와 같이 안방 통합도는 제1기에서 제3기까지 계속 감소했다가 제4

기에 들어가서 조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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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5 .949 .117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5.573 .001

제2기 25 .909 .177

제3기 25 .791 .127

제4기 25 .838 .170

전체 100 .872 .160

[표 5-8] 안방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789 .031 .685

[표 5-9] 안방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또한 [표 5-8]과 [표 5-9]에 따르면 안방 통합도 값의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기와 제3기의 통합도는 사후검정 결과에서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중국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졌던 상황에서 면적

이 작은 단위주호 평면에는 거실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평면 공간은 주로 안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시기의 안방 공간에서는 부부의 취침 행위와 몸단장 

행위 등의 생활행위뿐만 아니라 가족 단란, 식사, 손님 접대 등 행위도 행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단위주호 평면 면적이 증가하였고, 거실 공간이 출현하였고, 

거실 면적도 점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에 다양한 생활 기능들이 포함되었던 

안방은 점점 단순한 취침 기능을 갖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과정은 개혁

개방 초기를 걸쳐 90년대 초기까지, 즉 제2기에서 완성되었다. 수집된 아파트 단위

주호 평면자료를 보면 작은 거실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90년대 초기까지만 나타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제1기에서 제2기까지 안방 통합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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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제1, 2기의 안방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QApLnXA5UzkOreAIq5jq

G8kz1MDffjs5HoILSN0-1xEuZpCNpDGw&s; 

https://dimg03.c-ctrip.com/images/100a0o000000epg6e05F7_R_10000_500_Q90.jpg)

[그림 5-17] 제3, 4기의 안방
(출처:http://www.cnjzjj.com/files/Content2019-11/201911221535246654-27.jpg; 

https://n.sinaimg.cn/sinacn20190829ac/161/w579h382/20190829/d2f3-icuacsa9065123.j

pg)

제3기로 넘어가서 안방 통합도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안방

이 완전히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3기

부터는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안방을 2개의 볼록공간으로 구분해

야 하는 평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점도 안방 통합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의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안방 공간에는 안방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수납기능을 가진 드레스룸, 여성의 화장공간인 파우더룸 등의 

부속실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부부 전용공간의 기능을 다양화시켰고, 부부만의 프

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람들이 안방 부속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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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서 안방 부속실이 있는 평면이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에 제3기까지 지속적으

로 떨어졌던 안방 통합도는 제4기로 들어가서 다시 조금 증가하였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5 .772 .086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401 .753

제2기 25 .789 .129

제3기 25 .765 .074

제4기 25 .793 .123

전체 100 .780 .105

[표 5-10] 부침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942 .853 .785

[표 5-11] 부침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부침실

다른 부침실의 경우는 [그림 5-15]와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도가 조금 올라간 경

향이 보였으나, [표 5-10]과 [표 5-11]에 따르면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5.5. 화장실

화장실은 주방 공간과 비슷한 발전과정을 가져 왔다. 최초에 중국의 주택 내부에

는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용화장실에서 생리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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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용목욕탕에서 샤워하였다. 80년대에 들어가서 경제의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수요의 변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장실은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서 필수

적인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이후로 아파트 단위주호 면적의 커짐에 따라서 화장실 

면적도 켜졌고, 화장실 내에 좌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기 등 설비가 갖추어지면서 

현재 보편적인 화장실 공간이 형성되었다.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의 통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적인 생활기

능을 가진 공간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18] 화장실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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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5 .765 .106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239 .869

제2기 25 .765 .123

제3기 25 .742 .094

제4기 25 .760 .123

전체 100 .758 .111

[표 5-12] 공용화장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1.000 .883 .944

[표 5-13] 공용화장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그림 5-18]과 같이 통합도의 시기별 변화 그래프를 보면, 공용화장실의 통합도

는 시기별 변화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표 5-12]와 [표 

5-13] 에서 나온 ANOVA 분석결과를 따르면 통합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안방화장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4 .576 .0823
집단간 =2

집단내 =23

합계 =25

5.369 .012
제2기 10 .554 .0516

제3기 12 .653 .0845

전체 26 .603 .0849

[표 5-14] 안방화장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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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873 .011

[표 5-15] 안방화장실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안방화장실의 경우는 사적인 기능과 깊은 위상적 위치 특성에 따라서 통합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기와 제3기에서 안방화장실의 통합도는 전체 

평면 공간 중에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상적으로 위치가 가장 깊

은 안방 화장실의 출현은 부부만의 생활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시켰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8]을 보면 안방 화장실 통합도는 제2기에서 제3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제4기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갔다. 또한, [표5-14]에서 나온 ANOVA 

통계분석결과와 같이 안방 화장실 통합도의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기와 제4기의 통합도 값은 사후검정결과에서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안방 화장실은 안방과 통합도 값의 차이가 있으나, 안방과 직접 연결된 공간으로 

인해 통합도의 시기별 변화추세가 안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안방 화장실의 

통합도가 제4기에서 뚜렷하게 올라간 것은 같은 시기에서 안방 통합도의 증가에 

의해서 변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6. 발코니

개혁개방 전에 중국의 아파트는 층수가 높지 않았고, 아파트단지 실외 면적이 큰 

반면에 단위주호 내의 면적이 상당히 작았다. 이로 인해 원래 단독주택에서 거주했

던 사람들은 빨래 널기, 휴식, 오락 등 활동을 보통 실외에서 진행하였다. 발코니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발코니에 대한 요구가 점점 나타났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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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사람들은 면적이 좁고 개방된 발코니에 석탄, 식재료, 가사노동 도구 등을 넣

어 창고로 사용하였고, 발코니에서 빨래 널기도 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 거주자가 발코니 공간에 대한 높은 요구에 따라서 발코니는 아파트 단위주

호 평면에서 보편화 되었다. 

[그림 5-19] 발코니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5 .551 .033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1.854 .143

제2기 25 .609 .140

제3기 25 .583 .075

제4기 25 .599 .083

전체 100 .586 .093

[표 5-16] 발코니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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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131 .765 .930

[표 5-17] 발코니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발코니는 거주자가 아파트 단위주호 내에서 실외활동, 빨래 널기 등을 행하는 공

간이고, 실내외 환경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 주는 과도(過渡)적 공간이다. 이러

한 기능으로 인해 발코니의 통합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기와 

제4에서 가장 낮은 통합도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5-19]와 같이 발코니 통합도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제2기에서 발코니의 

통합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 이후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제3기에서 통합도가 

조금 떨어졌다가 제4에 들어가서 다시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표 

8-16]과 [표 5-17] 에서 나온 ANOVA 분석결과를 따르면 이러한 통합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20] 발코니의 다양한 생활기능
(출처: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Ssv5eZR6vNL_QaAPdfnAV

HJC_-TMcXlnd-TQQWoaFQp_US6Yah&s;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q80/?scode=mtistory2&fname=http%3A%2F%2Fcf

ile10.uf.tistory.com%2Fimage%2F22704F475627CBFE06618A; 

http://dingyue.ws.126.net/0jEF01YqL5COfupQqSbhZRR8k37o4SyAnsylw7ntJrgeV1524178482

941.jpeg?imageView&thumbnail=750x0&quality=85&type=jpg&interl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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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기의 발코니는 거의 다 안방과 연결하여 배치하

였다. 제2기에 들어가서 거실 발코니와 주방 발코니가 도입되었고, 안방뿐만 아니

라 다른 부침실에서도 발코니를 배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 발코니는 기능별 

요소를 갖게 되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발코니의 수량의 증가에 의하여 발코니 

공간의 위상적 위치는 제2기에서 얕아져 평균 통합도는 조금 높아졌다.

5.7. 연결공간

제3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중국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서는 현관 공간이 

모호하다. 또한, 복도의 개수도 평면에 따라서 다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현

관과 다수의 복도는 동일하게 연결공간으로 정의하여 통합도의 평균값으로 연결공

간의 통합도로 보았다.

[그림 5-21] 연결공간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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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4 1.648 .429

집단간 =3

집단내 =91

합계 =94

4.777 .004

제2기 24 1.456 .334

제3기 24 1.311 .337

제4기 23 1.338 .241

전체 95 1.439 .363

[표 5-18] 연결공간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219 .463 .993

[표 5-19] 연결공간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연결공간은 아파트 평면에서 내부와 외부, 혹은 내부 각 공간을 연결시키는 역할

로서 상대적으로 통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기에서 전체 평면 공간 

중에 2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5-21]과 같이 연결공간 통합도는 제1기에서 제3기까지 계속 감소했다가 

제4기에 들어가서 조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5-18]과 [표 5-19]에 따르면 연결공간 통합도의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연결공간의 통합도는 평면 면적에 따라서 변화한다. 제1기에는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각 공간들의 배치가 집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연결공간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이후로부터 제3기까지는 평면 면적의 증가에 따라 공

간들의 배치방식이 복잡해졌고, 상대적으로 분산되었다. 다수의 복도나 연결통로가 

존재한 경우가 점점 많아져서 연결공간의 통합도가 계속 떨어졌고, 연결공간의 연

결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나, 제4기에서 건축면적이 다시 감소하였고, 복도가 다시 

높은 연결성을 갖게 되었고, 통합도가 조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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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면 면적의 확장에 의하여 주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켰으

나, 연결공간이 증가하고 각 공간의 연결 관계가 너무 복잡해진 것은 아파트 평면

계획에 있어서 [그림 5-22]와 같이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 즉 공간을 낭비의 문

제가 존재한다. 

 

[그림 5-22] 2007-조양구-부력우일성-121.68 m²（제4기）

5.8. 외부

본 연구에서의 외부는 발코니를 포함하지 않으며, 현관문 바깥의 홀이나 복도를 

의미한다. 외부의 통합도 변화는 평면 내·외부 연결 관계의 변화를 뜻한다. 외부의 

통합도가 높아지면 단위주호 공간구조가 외부를 향해 개방적으로 바뀌었으며, 가정

생활이 점차 외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부의 통합도가 낮아

지면 단위주호 내·외부 공간이 점점 분리되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단위주호 공간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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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외부 통합도 시기별 변화 그래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제1기 25 .723 .119

집단간 =3

집단내 =96

합계 =99

.613 .608

제2기 25 .729 .139

제3기 25 .695 .108

제4기 25 .741 .126

전체 100 .722 .123

[표 5-20] 외부 통합도 시기별 차이 ANOVA 결과

시기 제1기-제2기 제2기-제3기 제3기-제4기

P값 .219 .463 .993

[표 5-21] 외부 통합도 시기별 차이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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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통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단위주호 내부

와 외부의 격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3]과 같이 외부 통합도는 제2기에서 조금 증가했다가 제3기에서 조금 

감소했다가 제4기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갔다. [표 5-20]과 [표 5-21]에 따르면 

외부 통합도의 시기별 변화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외부의 통합도는 전체적으로 점점 증가한 추세가 보인다. 전체 공간구성이 

조금 외부로 중심이 전이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와 연결이나 교류가 잘 되게 변화하

였다. 현재 중국의 맞벌이 부부가 많고, 퇴근하고 외식이나 모임 등 활동이 많아지

고 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자녀들을 학교 외에

도 다양한 학원으로 보낸다. 이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

였으며, 생활이 점점 외향적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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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베이징의 3침실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을 대상

으로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여, 각 공간별의 통합도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반영되고 있는 주생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자료를 총 100개를 수집하여 시기별 공간별 구분

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면적 변화는 평면 공간구성과 각 주요 공간의 통

합도 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발전과 국가 정책에 따라서 주거 건설이 전면적으로 시작하였고, 아파트의 수

량뿐만 아니라 단위주호의 면적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제1기에서 제3기까지는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거실과 식당이 서로 독립되고 분리되었다. 또한, 면적이 증

가하면서 주거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거실, 주방, 침실 등 공간에서 발코니가 출현

하였고, 안방화장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안방 부속실도 나타났다. 아파트 단위

주호 평면 내의 공간들의 배치는 복잡해졌고 상대적으로 분산되었다.

둘째, 원래 통합거실의 생활 기능들이 분산되어 거실과 식당의 통합도가 떨어졌

다. 거실의 통합도는 많이 떨어졌으나, 식당의 통합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제2기에서 식당은 가장 높은 통합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체 평면의 위상

적 중심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 전통적으로 지켜

온 식사 문화가 중국 사람들의 주생활양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볶음 요리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은 요리 시 기름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 주

방을 상대적으로 깊숙한 위치에 배치한다. 그러나 주방 배기설비의 발전, 외식문화

의 발전, 주방 발코니의 출현 등 원인으로 인해 주방의 통합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부침실공간은 시기 변화에 따른 통합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안방은 

제3기까지 통합도가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다양한 가족활동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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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은 점차 부부만의 사적 생활공간으로 되었고, 안방 부속실의 출현은 부부 전용

공간의 기능을 다양화하며,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확보하였다. 또한, 안방 화

장실은 사적 기능으로 인하여 통합도가 낮게 나타났고, 안방과 통합도 차이가 있으

나 안방과 직접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통합도의 변화가 안방과 유사하게 나타났

다.

다섯째, 발코니는 아파트 실내외 환경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해 통

합도가 상당히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시기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거실, 주방, 부침실에서 발코니의 출현은 해당 공간에 부속 기능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평면 면적의 확장은 다양한 주거 요구를 만족시켰으나, 연결공간의 수량

이 증가했는데 연결 성능이 떨어진 것은 평면계획에 있어서 공간 낭비 문제가 존재

한다.

또한, 선행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김은실(2011)의 연구에서 베이

징을 속한 화북지역의 3LDK 주요 공간 시기별 변화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공간의 정의 기준과 평면 표본 수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은실의 연구에

서는 복도 통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복도와 현관은 연

결공간으로 정의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통합도 차이가 있다. 주방 통합도의 시기별 

차이는 유의미하며, 제1기보다 제2기의 통합도 수치가 낮다고 하였으나, 김은실 연

구에서 수집한 제1기 평면은 4개 밖에 없으므로 신뢰성이 낮다. 제2, 3기에서 통합

거실의 순위가 높게 나왔고, 3기에서 거실 통합도(1.338)가 식당 통합도(0.741)보

다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통합거실공간에 대한 정의, 거실과 식당의 

경계 구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차이점들은 공간 정의에 

대한 차이와 평면 표본 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간 정의 기

준을 새로 마련했고, 하나만의 지역에 집중하여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차이가 존재하지만, 선행연구보다 더욱 합리적이다.

또한, 분석 중점의 차이도 존재한다. 김은실의 연구는 주로 평면 공간의 배치 혹

은 연결 관계의 변화, 또한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

징시 지역만 집중하여 물리적인 공간배치, 연결의 변화보다 주거문화사적 관점에서 

공간계획의 변화에 반영된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깊고, 상세하게 해석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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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베이징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에 대해서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적용한 시계열적인 변화를 연구하였다는 

점과 분석결과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서 식당 위치의 중심성, 안방의 사적 기능의 강화, 발코니에 

대한 요구, 연결공간의 합리적인 계획 등 요소들은 향후 중국의 주거 건설의 발전

적인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단위주호 평면구성은 주동형식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다. 본 연

구에서 단위주호 평면들의 유형적 분류와 분석이 제시되지 못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추후 연구로 이 점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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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n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 자료



제1기 (1979년-1987년)

1979-서성구-차공장북리

76m²

1980-동성구-유리정동가

68.91m²

1980-동성구-차참로6호원

69.25m²

1980-풍태구-라서원

87.7m²

1980-조양구-십리보북리

81.39m²

1981-서성구-육포항이구

62.6m²

1981-해정구-신외대가28호원

56.8m²

1982-석경산구-노산서리

62.34m²

1982-조양구-순원리

69.38m²



제1기 (1979년-1987년)

1982-해정구-지강남원

75.4m²

1983-서성구-삼리하일구

77.3m²

1983-조양구-엄거문외대가

67.96m²

1983-조양구-정안리

76.65m²

1983-조양구-좌가장북리

72.22m²

1984-조양구-서광리

63.94m²

1984-조양구-쌍화원서리

71.7m²

1984-해정구-동남소구

78.7m²

1985-서성구-색가분소구

76.24m²



제1기 (1979년-1987년)

1985-해정구-류림관

72m²

1985-해정구-조군동리

71.6m²

1986-동성구-십자파동리

71.08m²

1986-해정구-소영동로6호원

56.2m²

1986-해정구-차도구10호원

77.6m²

1987-조양구-안정의원가속루

75.95m²

1987-해정구-소자영

68.28m²



제2기 (1988년-1997년)

1988-동성구-북관청호동

73.94m²

1988-조양구-북요지

75.17m²

m²

1989-동성구-안덕로을61호

원 66.65m²

1989-조양구-대산자남리

69.48m²

1990-풍태구-태평교소구

71.2m²

1990-서성구-요가정이항

106.58m²

1990-조양구-화평가십일구

85.09m²

1990-해정구-차공장서로14

호원 97.4m²

1991-서성구-삼리하삼구

77.7m²



제2기 (1988년-1997년)

1992-풍태구-동대가35호원

75.49m²

1992-풍태구-방성원이구

89.4m²

1992-조양구-화가지소구

73.88m²

1993-동성구-항기중심

160.56m²

1994-대흥구-빈하서리

97.94m²

1994-창평구-룡향동구

80.3m²

1994-통주구-사해공우

104.85m²

1995-풍태구-서라원남리

75.65m²

1995-순의구-만과성시화원

108.2m²



제2기 (1988년-1997년)

1995-해정구-은제장46호원

117.1m²

1996-대흥구-욱화원일리

94.7m²

1996-풍태구-봉택거삼호원

105.9m²

1996-조양구-와룡소구

116.06m²

1996-창평구-룡화원

108.24m²

1997-문두구구-풍촌신원소구

97.15m²

1997-조양구-망경신성

126.67m²



제3기 (1998년-2006년)

1998-동성구-화평리육구

121.97m²

1998-해정구-미려서원

94.4m²

1998-해정구-부광리소구

121.24m²

1999-창평구-화룡원남리

104.08m²

1999-해정구-금전화원

103.49m²

2000-창평구-천통서원이구

133.25m²

2000-해정구-화원로3호원

115.43m²

2000-해정구-화청가원

90.42m²

2001-풍태구-이해화원부윤원

116.5m²



제3기 (1998년-2006년)

2001-서성구-서련가원

115.71m²

2001-순의구-유룡육구

106.68m²

2001-조양구-반가원동리

104.73m²

2002-순의구-석원북구

107.06m²

2002-조양구-관장서리

106.06m²

2003-조양구-대둔리소구

110.27m²

2003-창평구-룡등원오구

118.02m²

2004-서성구-악성

105.31m²

2004-조양구-부력성A구

122.15m²



제3기 (1998년-2006년)

2005-순의구-형항장원이구

108.84m²

2005-조양구-평과사구남구

104.99m²

2006-풍태구-전니와소구

126.38m²

2006-석경산구-서산풍림삼기

127.25m²

2006-석경산구-취흥원

115.18m²

2006-창평구-류성화원삼구

115.18m²

2006-창평구-백가성

117.97m²



제4기 (2007년-2019년)

2007--방산구-서설춘당

118.25m²

2007-조양구-부력우일성

121.68m²

2007-해정구-방청원

115.29m²

2008-석경산구-원양산수

127.57m²

2008-조양구-희복회

139.66m²

2009-순의구-가화의원

90.82m²

2010-대흥구-강장로52원

111.3m²

2010-통주구-융과향설란계

88.93m²

2011-방산구-가주수군사기

91.56m²



제4기 (2007년-2019년)

2011-조양구-동택원

91.96m²

2011-조양구-화무성

99.81m²

2012-방산구-록지신도회

116.43m²

2012-방산구-파뢰우열도남

구 90.18m²

2012-조양구-중해성향극림

100.82m²

2013-문두구구-오동원서봉

원 119.37m²

2013-방산구-천자경정

144.83m²

2014-대흥구-중미성

98.58m²

2014-방산구-수개희열예부

서향 107.93m²



제4기 (2007년-2019년)

2014-창평구-수개국풍미당

96.13m²

2015-대흥구자군부

106.53m²

2015-풍태구-북경방향

110.94m²

2016-창평구-룡호염란산신

신서구 100.79m²

2017-조양구-수개룡호천박

128.58m²

2018-방산구-북경성건곤연

만제 97.86m²

2018-풍태구-공원의부

127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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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alysis on Spatial Changes of the 3-Bedroom Apartment

Unit Plans from 1979 to the Present in Beijing, China

Lian, Shuai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In the early days of nation’s founding,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in 

China was very seri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hina began to 

construct apartments on a large scale. However, China has been blocked 

for 30 years before implementing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in 

1979. At this period, the blind development of the policy prevented the 

apartment from developing. After implementing the policy in 1979,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in China began to develop rapidly. Over the past 

40 years, apartments have become the representative housing in the urban 

areas of China.

On the other hand, apartments are not merely recognized as a means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but rather can be thought of as 

housing styles that reflect the changes in the lifestyle of modern society.

So,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hanges found in the unit floor 

plans of the apartments built in Beijing from 1979 to 2019. 100 3-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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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partments unit floor plans were collected, and the changes of 

integration values of each space were analyzed chronologically in four 

phases. The unit floor plans ar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Space 

Syntax Model and compared to the lifestyle and social changes in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area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ar affects the 

composition and the integration of each space of the unit floor plan. Due to 

economic growth and residence demand, the area of apartment unit floor 

plans has increased. So, the living room and dining room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bathroom and dressing room in the master bedroom 

appeared, and the number of balconies continues to increase. The 

composition of space becomes complicated.

Second, the functions of the living room were dispersed, resulting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integration of the living room. Since the second 

period, the dining room became the center of the unit floor plan with the 

highest integration value. It can be seen that the Chinese food culture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Chinese lifestyle.

Third, Chinese who often cook stir-fried food, prefer to place the kitchen 

in a relatively deep location of the unit floor plan in order to prevent oil 

and smoke.

Fourth, the integration value of the master bedroom continued to 

decrease until the third period. In the past, people had family activities in 

the master bedroom. But now, the privacy of the master bedroom has been 

strengthened, it became a private room for the couple. 

Fifth, as space for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balcony’s integration value is very low. And the appearance 

of balconies in living rooms, kitchens and bedroom gave the space an 

attache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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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increase of area met the needs of various residents. The 

amount of connection space has increased, but the performance of the 

connection has fallen. This reflected the space wastage problem in the unit 

floor pla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tudied the chronological changes 

apply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to the apartment unit floor plans in 

Beijing, China. And it could made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partment construction in China.

Keywords : China, Apartment, Unit Floor, Space Syntax Model

Student Number : 2018-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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